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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11월 22일 

 
학부모님과 보호자님께 

 
풀러턴 연합 고교교육구는 학생들을 따뜻하게 대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는 학교 캠퍼스와 

긍정적인 학교 문화, 학생과 교직원을 위한 전반적인 건강 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

있습니다. 학생들이 유대감을 느끼고 환영받고 인정받고 참여한다고 느낄 때, 학업과 

개인의 건강은 극적으로 증가합니다. 이러한 이유와 학생들의 건강과 성공을 지원한다는 

목표에 따라 FJUHSD 는 연구 기반 주제와 질문을 활용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

이해관계자의 피드백을 수집하고자 파노라마 교육(Panorama Education)과 협력해 

왔습니다.  

 
2022년 12월 5일 주간에, 학생들은 올해 두 번에 걸친 기후 및 건강에 관한 설문조사 중 

첫 번째 설문조사에 참여하게 됩니다. 학생들의 설문조사는 익명으로 진행되며 학교 현장, 

학년 수준, 성별 등 학생 건강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할 것입니다. 여기를 클릭하시면 

설문조사를 미리 볼 수 있습니다. 봄에는 학부모, 교직원 및 교사 설문조사를 비롯하여 

최종 학생 지원 프로그램에 관한 결정 사항은 물론 전반적인 강점 및 성장 영역을 알리는 

데 도움이 될 보다 포괄적인 데이터를 수집하여 검토할 예정입니다.  

 
파노라마는 현재 50개 주 전역에서 2만 개 이상의 학교가 사용 중이며, 연구 기반 학교 

설문조사를 관리하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전국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.   학교 및 

지역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한 주제와 질문을 선정하였습니다.  설문조사 응답은 학생이 

안정감과 지지받고 있다고 느끼면서 학교생활을 잘하고 있는지, 감정을 스스로 잘 

다스리는지, 타인에 대해 공감하고 공감을 보여주는지,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 

등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할 것입니다.  

 

https://www.fjuhsd.org/Page/537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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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든 학생이 이번 기후 및 건강 설문조사에 참여하기를 바라지만, 학부모로서 귀하의 

자녀가 참여하지 않도록 할 권리 또한 존중합니다.  귀하의 자녀가 참여하지 않기로 

하셨다면, 설문조사를 실시할 때 참여하지 않을 것임을 학생은 교사에게 알려야 합니다.      

 
학생들을 위해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협력과 신뢰를 지속적으로 보내주셔서 

대단히 감사합니다.  

 
진심을 담아서 

 
앨런 휘튼 드림 

학생 지원 서비스 책임자 

풀러턴 연합고교교육구 

714-870-2871 
 
 
 
 
 
 


